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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목적: 고위험 비근육 침습방광암 환자에서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 (TURB) 후

방광 내 Bacillus Calmette-Guerin (BCG) 주입 요법은 방광암의 재발 및 진행을

예방하는 표준치료로 권고된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전세계적인 BCG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 환자에서 수술 후 적절한 BCG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 비근육 침습방광암 환자에서 BCG 부족과 방광암 재발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4 년 1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방광암으로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은 875 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저위험 또는 중등도 방광암환자, 상부 요로상피암을 동반한 환자, 이전

BCG 치료를 받은 환자, 근치적 방광 절제 수술 또는 전신 항암 화학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를 제외한 346 명의 환자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술 후 병원 내 BCG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광 내 BCG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100 명 (BCG 부족

군)과 BCG 부족 현상이 없는 시기에 치료받은 246 명 (대조군) 환자의 임상

병리학적 인자 및 방광 재발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생존 분석은 Kaplan-Meier 

생존 분석과 Cox 회귀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2014 년 1 월부터 2018 년 1 월까지 총 11 차례의 BCG 부족 기간이

관찰되었다. BCG 부족 군과 대조군 간에는 나이, 성별, 동반 질환, 병리학적

T 병기, 상피내암, 다발성 유무, 종양 크기 등의 임상 인자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BCG 부족 군과 대조군 간에는 술 후 방광 내 주입요법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BCG 치료: 27% vs. 67.5%, mitomycin 치료: 26% vs. 1.6%, 

외부 병원 방광 내 주입치료:  21% vs. 17.5%, p<0.001). BCG 부족군과 대조군의

3 년 무재발 생존율은 각각 37.6%, 60.0%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림 1, log-rank test, p=0.008). 다변량 분석에서는 종양의 다발성 (HR=1.60, 95% CI 

1.08-2.37, p=0.018) 외 BCG 부족 기간 (HR=1.57, 95% CI=1.10-2.24, p=0.012)이

방광암 재발과 연관된 독립적인 유의한 인자였다.

결론: BCG 부족 기간에 수술을 받은 고위험 비근육 침습방광암 환자는 불량한

예후와 연관되었다. 본 연구 결과 BCG 부족 기간에 수술 받은 환자의 재발을

줄이기 위한 대체 치료법의 개발 및 적용이 절실하다.

Keyword: 방광암; 방광내 약물 주입; Bacillus Calmette-Guerin (BCG)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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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방광암은 2018 년 약 549,000 명에서 새로 발병된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암 중

발생률 10 위, 암사망율 14 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에서 더 높은 발생률을 보이

며, 남성에서는 암 발생률 6 위에 해당한다.1 이중 요로상피암종은 방광암의 주된

조직학적 유형으로, 방광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처음 방광암으로 진단된 환자

의 약 75%는 방광 점막/점막하층에 국한된 비근육 침습방광암으로 진단된다.2 비

근육 침습방광암에 대한 표준 치료는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 (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TURB)이며, 면역화학치료제의 방광 내 주입술을 수술 후 함께

시행할 수 있다.3 비근육 침습방광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8% 이상으로 높으나, 

약 70% 환자에서 처음 치료 후 재발하며, 10-20% 환자에서는 근육 침습 방광암

으로 진행된다.4,5 근육 침습 방광암 환자의 생존기간은 비근육 침습방광암 환자

에 비해 현저히 짧으며, 전신 선행 화학요법 및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표준치료로

이용된다. 6

비근육 침습방광암의 술 후 재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가지 약제의 방광

내 주입이 연구되어 왔으며 Bacillus Calmette-Guerin (BCG), Mitomycin C, 

Gemcitabine 등의 약제가 방광암의 재발 또는 진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연구

되었다.7 방광내 BCG 주입 요법은 여러 연구에서 다른 약제들과 비교하여 재발

및 진행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7 BCG 는 1976 년 처음 표재

성 방광암 환자에서 방광내 주입 치료로 연구되었으며,8 1990 년 미국 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방광내 주입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이

래 현재까지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의 비근육 침습 방광암 및 상피내암 환자에서

TURB 후 질병의 재발을 줄이고 진행을 늦추기 위한 표준 치료로 이용되고 있다. 

상기 위험군에서는 6 주 (주 1 회 방광내 주입)의 BCG 유도 치료 및 1-3 년 동안

의 유지 치료가 권고된다.3

하지만 방광암 환자의 유도 치료에 사용되는 BCG 는 약 10 만명의 결핵 백신 접

종이 가능할 정도로 백신 용량과 비교할 때 방대한 양이 필요하다.9 BCG 의 배양

방법은 1921 년 칼메트 (Calmette)와 게린 (Gue'rin)에 의해 처음 기술된 이후로

약 100 년 간 큰 변화가 없었다. 배지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며 균을 배

양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의 증가가 쉽지 않다.10 전세계적으로 방광 내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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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이용되는 BCG는 미국에서 허가된 두 개의 주요 회사에서 배양되어 왔다. 

2012 년 4 월, 미국 FDA 는 방광내 주입 치료 목적의 TheraCys® BCG 균주

(Connaught)의 제조 및 멸균문제로 인해 Sanofi (Connaught BCG 균주 제조사)가

BCG 를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BCG 부족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11 또한 2016 년에는 Sanofi 사가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프

랑스에서 BCG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BCG 방광내

주입 치료에 한 개의 균주 (TICE® BCG 균주)만이 사용되고있다.12 나날이 새로운

방광암 환자가 발생하며, 방광내 BCG 주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

은 제조상의 문제로 향후에도 수년간 BCG 공급 부족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BCG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저용량 방광내 BCG 주입 요법, 다른 방광내

주입 약제의 사용, 조기 방광절제술 등이 추천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방광 내

BCG 치료는 비근육 침습 방광암 환자에서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 (TURB) 후

표준 치료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년 간 전세계적으로 반복적인 BCG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BCG 부족과 방광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방법 변화 및 질환의 재발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BCG 의 공급 부족과 방광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방법 변화 및

예후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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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기관심사위원회 (IRB)의 승인과 감독 하에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후향적 설계로 사전 동의서는 취득하지 않았다. 2014 년 1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본원에서 875 명의 환자가 총 1,503 건의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시

행 받았다. 위 시기에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은 875 명의 환자를 후

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중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guideline기준 고위험군 비근육 침습방광암으로 진단된 환자 482 명을 분석하였으

며 상부 요로암을 동반하였거나, 이전 BCG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 경

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받고 근치적 방광절제수술, 전신적 항암치료를 시행 받

은 환자들은 연구군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346 명의 환자가 연구대상에 포

함되었다. (그림 1)

2. 연구 방법

환자의 수술 당시 임상적 정보는 후향적 의무 기록 분석을 통해 수집하였다. 종

양의 병리학적 병기 및 조직학적 등급은 2018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TNM system 과 WHO 2004/2016 classifications 를 이용하여 분류하였

다.13,14 비근육 침습방광암 환자들은 NCCN guideline에 따라 AUA Risk stratification

을 기준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였다.3 T1 고등급 요로상피암종 (T1 HG), 재발성/다발

성/종물이 큰 (>3cm) Ta 고등급 요로상피암종 (TaHG), 상피내암종을 동반한 환자

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종양의 다발성 및 크기는 수술기록지를 통해 확

인하였다. BCG 부족은 의무기록 조사, 병원 내 BCG 일자 별 실제 처방 개수 등

을 종합하여 확인하였다. BCG 부족군은 병원 내 BCG 부족으로 TURB 후 4주 이

내에 BCG 유도 요법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대조군은 연구 기간

동안 BCG 부족을 경험하지 않은 환자 군으로 선정하였다. BCG 부족 기간은 연

구 대상 환자들의 TURB 후 첫 외래 방문일자를 기준으로, BCG 부족이 연속적으

로 확인된 기간으로 정의하였다. 첫 TURB후 2달 이내 반복 TURB를 시행한 환

자는 반복 TURB 시행 후 첫 외래 방문 시점을 BCG 부족 기간의 기준으로 정의

하였다. BCG 처방 횟수는 연구 대상을 포함하여 본원에서 방광 내 BCG 주입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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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월별 BCG 처방 횟수를 계산하였다.

연구군에 포함된 환자들은 수술 후 3-6 개월 간격으로 방광 내시경, 소변 세포검

사를 시행하며 추적 관찰하였다. 방광암의 재발은 1) 요세포검사, 2) 방광 내시경

을 통한 조직 검사, 3) TURB 후 병리 검사로 방광암 재발이 확인된 경우로 정의

하였으며, 재발일은 상기 검사를 시행한 날짜로 정하였다. 무 재발 생존기간은

TURB 수술 일부터 재발 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였다.

3. 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primary endpoint 는 TURB 후 방광암 재발이며 secondary endpoint 는

BCG 부족에 따른 TURB 후 치료 방법의 빈도이다. BCG 부족군과 대조군 간의

임상적, 조직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 연속형

변수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였다. 두 군의 생존 분석은 Kaplan-Meier 생존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Log-rank test 를 이용하여 두 군 간의 생존을 비교하였다.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는데 단변량 및 다변량 Cox 회귀 분

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25.0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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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14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본원에서 TURB를 시행 받은 875명의 환자

중 482 명이 고위험군 비근육 침습방광암으로 진단되었다. 이들 중 방광 내 BCG 

치료의 과거력이 있는 47 명과 방광암 진단 전후로 상부 요로암을 동반한 46 명,

근치적 방광 절제 수술 또는 전신적 항암치료를 시행 받은 43 명을 제외하였다.

총 346 명의 환자가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들 중 100 명이 BCG 부족 군,

246 명이 대조군이었다. 두 군의 임상적 특성 및 병리학적 특성은 표 1 에 기술되

었으며 두 군 간 연령, 성별, 동반질환, 키, 몸무게 등 임상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두 군 간 조직학적 특성, 종양의 다발성 및 크기, TURB 직

후 MMC 주입, 반복 TURB의 빈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BCG 부족 군과 대조군 간 수술 후 방광 내 약물 주입 치료 방법에서 유의한 차

이가 관찰되었다 (표 2). 대조군에서는 166 명 (67.5%)의 환자가 방광 내 BCG 주

입 치료를 받은 반면, BCG 부족 군에서는 27 명 (27%)만이 방광 내 BCG를 투여

받았다. 반면 BCG 부족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방광내 mitomycin 주입 치료 비율

이 높게 관찰되었으며 (26% vs. 1.6%) 외부 병원에서 방광 내 주입치료를 받은 환

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1% vs 17.5%). 또한, 수술 후 추가적인 방광 내 주입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비율도 BCG 부족 군에서 대조군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26% vs.13.4%, p<0.001).

본원에서 연구기간 49 개월 동안 BCG 는 총 2578 회 처방되었다. 월별 처방 횟수

는 최대 99회에서 0회까지 BCG의 공급이 불안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그림 3 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제 의무기록의 후향적 조사를 통해

BCG 부족이 확인된 기간으로, BCG 부족은 총 11차례 발생하였으며, 길게는 3개

월 5일에서 짧게는 2일로 확인되었다.

BCG 부족군과 대조군의 Kaplan-Meier curve는 그림 2에 표시하였다. 방광암 1,2,3

년 무재발 생존률은 BCG 부족군에서 68.0%, 48.1%, 37.6% 였으며, 대조군은

77.2%, 63.9%, 60%로 확인되었다 (log rank test: 0.008). BCG 부족군에서는 49% (49명)

이 재발을 경험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35% (86 명)가 재발하였다. 두 군의 평균

무재발 생존기간은 BCG 부족군에서 28.5 개월(±2.3 개월), 대조군에서 41.9 개월

(±1.8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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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에 대한 Cox 회귀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 되어있다. Univariate analysis에서

성별, 고혈압, 당뇨, BMI, 병리학적 T stage, CIS의 동반 여부, 크기, Re-TUR의 여

부는 무재발 생존기간의 예후인자로서 유의하지 않았다. BCG 부족, 나이, 수술

후 즉각적인 MMC 주입은 univariate analysis 에서 무재발 생존기간의 유의한 예후

인자로 확인되었다. 나이와 수술 후 즉각적인 MMC 주입은 Multivariate analysis에

서 독립적인 예후인자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BCG 부족은 독립적으로 유의한 예

후 인자로 확인되었다. (위험률 (HR) = 1.57, 95 % 신뢰 구간 (CI) = 1.10–2.24). 재발

에 유의한 다른 독립적 예후 인자로는 종양의 다발성(>2 개)(HR = 1.60, 95 % CI 

1.08–2.37)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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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는 전세계적인 BCG 공급 부족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인 BCG 부

족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비근육 침습방광암의 재발과 연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첫 연구이다. 고위험 비근육 침습방광암 환자에 대한

TURB 후 외래 방문 시 BCG 부족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BCG 이

외 다른 방광 내 주입 약제 주입치료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BCG 부족으

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는 환자의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 더욱이 BCG 부족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높은 질병 재발과 연관되었다.

전세계적으로 BCG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느 정도 BCG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특

히 BCG 부족과 방광암 예후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프랑

스에서 Said 등이 402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BCG 부족 기간의 환자 군

에서 수술 후 24 개월 재발률이 대조 군보다 약 3 배 높게 관찰되었다 (46.9% vs 

16.2%, p<0.001).15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BCG 부족기간에 프랑스 보건 기관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du médicament et des produits de santé)에서 중간 위험군 비

근육 침습방광암 환자에서 BCG 투여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BCG 유지 요법을

제한하는 등 BCG 부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있어, 우리 나라 및 대부분

국가에서의 민간에 의한 자유로운 BCG 의 공급과 투여가 이루어지는 실제 임상

현장과는 거리가 있다.

전세계적인 BCG 공급 부족으로 NCCN guideline에서는 BCG를 고위험군 (cT1 high 

grade or CIS)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BCG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방광 내 gemcitabine 또는 mitomycin 투여 등 다른 약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16

그러나 아직까지 gemcitabine, mitomycin, epirubicin 등의 약제가 방광암 재발을 줄

이는 데 있어 BCG 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는 부족하다.

Roger 등이 발표한 meta-analysis 에서는 방광 내 BCG 주입과 mitomycin C 주입에

따른 재발 위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BCG 유지 요법을 시행한 환자에

서는 재발 위험이 줄어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 또한 Jiang 등이 발표한 meta-

analysis에서는 방광 내 BCG 주입이 mitomycin C에 비해 방광암의 진행을 낮추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Ziqi 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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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citabine 의 방광 내 주입이 BCG 와 비교하여 재발 위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위험률 (HR) = 1.17, 95 % 신뢰 구간 (CI) = 0.83–1.67)18 그러나 상대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환자수가 적어 gemcitabine이 BCG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서는 대규모 전향적 임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전세계적인 BCG 공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NCCN guideline 에서는 BCG 를 1/2 

또는 1/3 분할 용량으로 투약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3,19 실제 몇몇 연구에서

BCG 1/3 분할 투약이 정량 BCG 투약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발표된 바 있

다.20-22 1,355 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에서는 BCG 정량을 주입한

환자들과 1/3 분할 주입한 환자들 간에 무재발 생존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음이 관찰되었다.23 그러나, BCG 를 분할 주입하는 경우 같은 날 여러 명에게 하

나의 BCG 바이알을 나누어 주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

하고, 같은 날 BCG 를 투약 받는 환자가 적은 경우, BCG 바이알을 개봉 후 사용

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BCG 부족이 비근육 침습방광암 환자들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 방광암의 재발을 줄이기 위한 다른 치료

법의 개발과 BCG 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Southwest 

Oncology Group 에서는 방광 내 주입 치료에 새로운 BCG 균주를 적용하기 위해

2017 년부터 Tokyo BCG 균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BCG 균주의 다양화는

BCG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24

Pembrolizumab, Atezolizumab 등의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 (PD-1), programmed 

death ligand-1 (PD-L1) 수용체 항체들은 진행성, 전이성 방광암 항암화학요법 실패

환자군에서 생존 연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5,26 최근 발표된 2상 임

상시험에서 BCG 저항성 상피내암종 (CIS) 환자군에서 Pembrolizumab 투약 시

38.8%의 3 개월 완전 관해율을 보였다. 추후 전향적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하

기는 하나, BCG 부족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27

본 연구에서 BCG 부족 군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는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

다 (26.0% vs. 13.4%). 전세계적인 BCG 공급 부족이 나타나기 전 본원에서 TURB

를 시행 받는 환자의 전원 비율 (2012 년 기준 약 4.0%)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BCG 부족 기간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의 경우 타 병원에서 BCG 



９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본원은 연구 기간 중 TURB 를 연

약 380 개 시행하는 대규모 병원으로 BCG 공급 부족이 다른 병원에 비해 일찍

또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타원으로 전원 된 환자에서 방광

암 재발이 높게 관찰되는 이유는 타 병원 또한 같은 시기에 BCG 부족을 경험하

고 있어 BCG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타 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에서 적절한 시기에 BCG 등 방

광 내 주입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향적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후향적 연구로 진행하였다는 점이나,

본 연구의 목적이 전세계적인 BCG 부족이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연구 설계방법으로 사료된다. 둘째, 단일기관에

서 시행한 연구로 3 차 의료기관인 본원의 환자 군에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환자

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BCG 부족과 높은 방광암 재발과의 연관성이 과장되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타 기관에 비해 BCG 부족이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TURB 후 바로 근치적 방광절제술 또는 전신적 항암 치료

를 시행한 환자 군들을 연구군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BCG 부족 기간에 방광

내 BCG 주입의 대안으로 근치적 방광 절제 수술이 실제 증가하였을 수 있다. 상

기 환자 군에는 임상적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발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원에서 BCG 부족 기간에

근치적 방광절제술 또는 전신적 항암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이 더 낮았다.

(12.3% vs. 18.5%)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추적 관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BCG 부족과 질병의 진행 및 생존 기간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세계적인 BCG 공급 부족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BCG 수요와 공급 불일치 양상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방

광암 환자 예후 악화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의 연구가 단

순히 BCG 공급 감소가 발생한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연구 군과 대조 군을 나누

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같은 연도에 BCG 부족을 경험한 환자 군과 경험하지 않

은 대조군을 나누어 방광암의 재발 및 예후를 비교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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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BCG 부족과 방광암의 재발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인 BCG 공급 부족이 고위험 비근육 침습 방광암 환자들의 치료 계획에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그들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BCG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의 적용 그리고 개발에 대한 대규모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BCG 균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그리고 임상 현장

에서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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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 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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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CG 월별 처방 횟수 및 부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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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월별 전체 TURB 시행 횟수 및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TURB 시행 횟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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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CG 부족군과 대조군의 무재발 생존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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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CG 부족군과 대조군의 임상적 병리적 특성

Total BCG shortage group Control p

Number of patients, n (%) 346 100 246

Median age, yr (IQR) 68 (14) 67 (16) 67.7 (14) 0.566

Gender, n (%) 0.647

Male 282 (81.5) 83 (83) 199 (80.9)

Female 64 (18.5) 17 (17) 47 (19.1)

HTN, n (%) 166 (48.0) 47 (47) 119 (48.4) 0.817

DM, n (%) 84 (24.3) 30 (30) 54 (22) 0.113

Body mass index, kg/m2 ± SD 24.6±3.4 24.8±3.3 24.5±3.4 0.529

First TUR 295 90 205 0.13

Pathologic T stage, n (%) 0.658

Tis 2 (0.6) 0 (0) 2 (0.8)

Ta 13 (3.7) 4 (4) 9 (3.7)

T1 331 (95.7) 96 (96) 235 (95.5)

CIS, n (%) 135 (39) 42 (42) 93 (37.8) 0.468

Multiplicity, n (%) 231 (66.8) 70 (70) 161 (65.4) 0.678

Size> 3cm, n (%) 173 (50) 51 (51) 122 (49.6) 0.813

약자 –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TUR: trans-urethral resection, CIS: 

Carcinoma in s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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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BCG 부족군과 대조군의 TURB 후 치료

Total BCG shortage Control p

Immediate MMC instillation, n (%) 64 (18.5) 15 (15) 49 (19.9) 0.285

Re-TUR, n (%) 134 (38.7) 37 (37) 97 (39.4) 0.674

Post-TUR treatment, n (%) <0.001

BCG 193 (55.8) 27 (27) 166 (67.5)

MMC or Epirubicin 30 (8.7) 26 (26) 4 (1.6)

Intravesical therapy at other centers 64 (18.5) 21 (21) 43 (17.5)

No intravesical Therapy 59 (17.0) 26 (26) 33 (13.4)

약자 - MMC: Mitomycin-C, TUR: trans-urethral resection, BCG: Bacillus Calmette-Gu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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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disease 

recurrence

Univariate Multivariabl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Age 1.02 (1.00 – 1.03) 0.049 1.02 (1.00 – 1.03) 0.057

Gender 1.24 (0.82 – 1.89) 0.306

Hypertension 1.10 (0.79 – 1.55) 0.566

Diabetes mellitus 0.69 (0.45 – 1.06) 0.092

Body mass index 0.97 (0.92 – 1.02) 0.283

Pathologic T stage 0.76 (0.36 – 1.63) 0.485

CIS 1.33 (0.94 – 1.87) 0.106

Size(>3cm) 1.20 (0.86 – 1.68) 0.290

Multiplicity 1.63 (1.10 – 2.41) 0.015 1.60 (1.08 – 2.37) 0.018

Re-TUR 0.94 (0.67 – 1.34) 0.737

Post-op MMC 

instillation

0.59 (0.36 – 0.96) 0.035 0.67 (0.41 – 1.09) 0.106

BCG Shortage 1.61 (1.13-2.29) 0.008 1.57 (1.10 – 2.24) 0.012

약자 - CIS: Carcinoma in situ, TUR: trans-urethral resection, MMC: Mitomycin-C, BCG: 

Bacillus Calmette-Gu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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